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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
차량 제어 시스템은 안 성을 우선 고려하여 정 인 구조로 개발되어왔지만, 사용자들은 동 인 구

조의 차량 제어 시스템을 바라고 있다. 본 논문에서는 차량 제어 시스템에 워크 로우를 도입하여 

Plug & Play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데모 시스템 상에 구 하여 실제 구  가능성을 모색하 다.

1. 서론

  차량 제어 시스템은 안 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

발되므로 완성된 이후에는 시스템 체를 재구축하지 않

는 한 모듈이나 소 트웨어의 교체, 변경이 제한되는 정

인 구조로 개발되어왔다. 하지만 차량 제어 시스템이 재설

정 가능한 동 인 구조를 갖게 된다면 차량 구매 이후라

도 모듈 별 업그 이드를 통해 오히려 차량의 안 성을 

향상시킬 수도 있고, 동시에 구매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차

량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. 이러한 효과를 고

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차량 제어 시스템에 워크 로우를 

도입하여 Plug & Play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데모 시

스템 상에 구 하여 실제 구  가능성을 모색하 다.

2. 워크 로 우 기반  차량 제어  시스템

2.1. 데 모 시스템 구성

  본 논문에서 구 한 워크 로우 기반 차량 제어 데모 

시스템은 크게 워크 로우 디자이 (Workflow designer)

와 워크 로우 리 시스템, 그리고 실제 동작을 담당하는 

소 트웨어 컴포 트(Software component)들로 구성된다. 

워크 로우 디자이 는 차량 제어에 직  여하지는 않

고, 차량이 수행할 동작을 정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

차량과는 별개의 PC 상에 치한다. 워크 로우 리 시

스템은 차량 제어의 추 인 역할을 담당하며, 데모 시스

템에서는 차량 조작 기능도 임시 으로 덧붙여놓았기 때

문에 조작 편의를 해 태블릿 PC(Tablet PC)에 올려놓

았다. 소 트웨어 컴포 트들은 ARM7 보드에 배치하

고, 이더넷 허 (Ethernet hub)를 통해 태블릿 PC  다

른 ARM7 보드와 연결된다. 한, ARM7 보드는 모터 동

작을 제어하기 해 모터 드라이버(Motor driver)와 시리

얼(Serial) 통신으로 연결된다.

2.2. 워크 로 우 디 자이

  워크 로우 디자이 는 사용자가 차량 제어를 한 워

크 로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툴(Tool)이다. 워크

로우 디자이 의 컴포 트 리스트(Component list)에서 추

가할 컴포 트를 선택하면 선택한 컴포 트가 디자인 패

(Design panel)에 나타난다. 디자인 패 에서는 각 컴포

트의 이름과, 컴포 트가 배치되어야 하는 ECU에 한 

Description과 IP 주소, 실시간성 보장을 해 필요한 변

수들(Deadline, Worst Execution Time, Priority)을 설정할 

수 있다. 한, 링크(Link)를 통해 각 컴포 트가 어떤 컴

포 트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, 어떤 순서로 수행될 것인

가를 정의할 수 있다. 링크는 컴포 트들을 잇는 단방향의 

화살표로 표시되며, 화살표의 시작 부분에 있는 컴포 트

가 데이터를 출력하면 화살표의 끝에 있는 컴포 트가 이

를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구성을 나타낸다. 컴포 트간의 

데이터 송을 해서는 통신을 하는 두 컴포 트가 동일

한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므로, 링크를 생성할 때 

출력 단에서 출력 가능한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고, 입력 

단이 지정된 형식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, 

이미 다른 컴포 트와 연결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한 후 

링크를 생성하게 된다. 워크 로우 구성을 마친 후 사용자

가 얻게 되는 최종 결과물은 워크 로우 디자이 에서 설

정한 모든 내용을 담은 XML 일이다.

2.3. 워크 로 우 리 시스템

  워크 로우 리 시스템은 워크 로우 서(Workflow 

parser)와 워크 로우 엔진(Workflow engine)으로 구성된

다. 먼  워크 로우 엔진이 XML 일을 받아오면 워크

로우 서를 동작시켜 워크 로우의 구성을 악한다. 

그리고 각각의 ARM7 보드 별로 필요한 정보를 추려서 

메시지를 구성하여 달한다. 이는, 각 보드마다 여러 개

의 소 트웨어 컴포 트가 배치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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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그림 1) 워크 로우 기반 차량 제어 데모 시스템 구성

에 불필요한 오버헤드(Overhead)를 이기 해 선택한 

방법이다.

2.4. P l u g  & P l ay 지 원 방안

  Plug & Play는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두 가지 측면

으로 생각할 수 있다. 소 트웨어의 측면에서 Plug & 

Play는 어떠한 동작을 추가, 변경하거나 소 트웨어 컴포

트를 추가, 교체, 제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, 하드

웨어의 측면에서는 ECU가 포함된 모듈(Module)을 추가, 

교체, 제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.

  워크 로우의 도입으로 인해 소 트웨어 측면의 Plug 

& Play 지원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. 워크 로우

가 바로 차량의 동작을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, 시스템

에 동작시킬 워크 로우를 추가함으로써 원하는 동작을 

추가할 수 있고, 기존의 워크 로우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

동작을 변화시킬 수 있다.

 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Plug & Play를 지원하기에는, 워

크 로우는 차량의 동작과 소 트웨어 컴포 트의 배치에 

한 설정을 조 할 수 있을 뿐으로 새로이 추가되거나 

제거된 모듈에 한 정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

있다. 이를 해결하고자 데모 시스템에서는 ECU 모듈을 

Master와 Slave로 구분하고, Master ECU 모듈을 통해 하

드웨어의 변경사항을 검색하고 시스템에 용할 수 있도

록 하 다.

3. 결론

  본 논문에서는 워크 로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

Plug & Play가 가능한 차량 제어 시스템의 실제 구  가

능성을 모색하고자 데모 시스템을 구 하 다. 워크 로우 

기반 차량 제어 데모 시스템은 워크 로우 디자이 와 워

크 로우 리 시스템, 그리고 실제 동작을 담당하는 소

트웨어 컴포 트로 구성하 고, 이를 통해 Plug & Play 

지원형 차량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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